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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 논문은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의 신 를 안한 문희묘의 건립과정과 공간구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했다. 

1786년에 문효세자가 훙서하고 상장례를 마친 뒤 문희묘에 그의 신 를 안해야 하는데 한 

참 뒤에 가서야 안했다. 문희묘를 건립하기 ,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 성씨가 졸하면서 그녀

의 사당인 의빈묘의 근처에 문희묘를 건립하게 되면서 문희묘의 공역이 미 졌고, 그 밖에 다른 

이유들이 더해지면서 1789년(정조 13) 4월에 가서야 완공되었다.

문희묘가 건립된 뒤 건립 과정을 기록한 �문희묘 건청등록�을 편찬했다. 여기에는 문희묘만

이 아니라 의빈묘까지 함께 하나의 도설로 제시하여 두 사당의 체 인 공간구성을 묘사해 놓

았다.

사묘 공간의 체 구성은 2개의 사당이 하나의 역에 치한 특징을 보이지만 다른 일반 인 

사묘 건물과 유사한 동선 체계를 하고 있다. 반면, 공간구성에 翠屛을 이용한 은 다른 사묘 건

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 요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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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요한 건공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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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문희묘는 文孝世子의 신 를 안한 사당이다. 문효세자는 정조의 첫째 아들로 

어머니는 宜嬪成氏 다. 문효세자는 정조의 나이 31세가 되는 1782년(정조 6) 9월

에 태어났고, 1786년(정조 10) 다섯 살의 나이로 요 했다. 문효세자는 부왕인 정

조가 살아있는 에 사망하여 그의 장례는 삼년이 아닌 일년상을 치 다. 그런데 

禫祭를 지낸 뒤 그의 상례 차가 끝났음에도 제때에 그의 신 를 문희묘에 안

하지 못했다.

상장례를 마친 후 문효세자의 신 를 문희묘에 안하지 못한 이유는 문희묘의 

건립과 깊은 련이 있었다. 거기에는  문효세자가 薨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졸한 의빈 성씨의1)
1)사당 건립과도 무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희묘가 본고의 주된 

검토 상이지만 의빈성씨의 사당까지 함께 언 하고자 한다.

세자에 한 연구는 교육, 입학식, 복식, 가례, 상장례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

져 왔으나 그의 사당과 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희묘 이외에 하는 

문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세자의 사당으로는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의 垂恩廟와 그

것을 宮으로 승격시킨 景慕宮, 효명세자의 文祜廟 등이 있다. 그  경모궁에 한 

연구가 역사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를 제외한 사당은 심의 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2)한편, 건축학계에서는 세자의 사당을 본격 으로 다룬 연구는 없고 

다른 사당이나 眞殿을 다룰 때 조 씩 언 하는 정도이다.
3)3)

1) �正祖實 � 권22, 정조 10년 9월 甲申(14); �日省 � 正祖 10年 9月 14日(甲申).

2) 경모궁과 련해서 역사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金承懋, 1964 ｢景慕宮 ｣, �향

토서울� 23; 吳洙彰, 1996 ｢�景慕宮 軌� 解題｣ �景慕宮 軌�(서울 학교 규장각 인

본); 정경희, 2005 ｢정조  思悼世子 련 宮･園의 변천과 의의｣,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

궤 해설집�; 김정자, 2008 ｢정조  경모궁 개건과 추숭 례 논의｣, �지배문화와 민 의식�, 

한신 학교 출 부. 그 밖에 음악, 경제, 공 , 복식쪽 연구가 몇 편 있다.

3) 金王稙, 1992 ｢壬辰倭亂 以後 社廟建築 硏究: 軌分析을 통한 廟建築 中心으로｣, �壬辰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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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문효세자의 신 를 안하기 

해 조성하는 문희묘의 건립과정과 조성된 문희묘의 건축공간 구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2장에서 문효세자가 훙서하고 상장례를 마친 뒤 문희

묘를 건립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문희묘를 건립할 장소와 그 장소의 

변화, 문희묘의 완공이 지연되는 이유까지 살펴볼 정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文禧廟營建廳謄 �(이하 �문희묘등록�)에 기술된 문희묘

의 공간구성을 圖說과 련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서울 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 소장된 문희묘 련 유일본인 �문희묘등록�은 

책의 앞 부분에 문희묘의 正  이하 여러 각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까지 수록하고 있다. 비록 서명에 ‘등록’이라고 했지만 형식면에서 ‘의

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의궤 가운데 ‘의궤’ 신 ‘등록’이라고 표 하는 경

우도 있고, �문희묘등록�과 같이 등록이 의궤의 형식을 띠는 경우에는 따로 의궤

를 편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와 련한 자료는 �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의 찬자료와    

�문희묘등록�을 극 활용할 정이다. 찬자료를 통해 문희묘의 건립과정을 시

기별로 정리하고, �문희묘등록�을 통해 문희묘의 건축공간 구성을 살펴보고 역사

으로 재구성해 보기 해서이다. 

2. 문효세자의 薨逝와 문희묘 건립

1786년 5월 11일 未時에 창덕궁의 별궁에서 문효세자가 훙서했다. 復, 沐浴, 襲, 

亂 以後의 造營活動에 한 硏究�, 社團法人 韓國文化財保存技術振 協 ; 김 모, 1998 ｢朝

鮮時代 祠廟空間의 構成에 關한 硏究｣, �서울학연구� 9; 장필구, 2004 �복원연구를 통한 

永禧殿의 고찰�, 서울 학교 건축학과 석사학 논문; 희･이강민, 2006 �3칸×3칸 : 한

국 건축의 유형학  근�, 서울 학교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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飯含, 歛, 大歛, 成殯, 成服을 차례 로 거행했다. 성복한 후 세자의 시호를 ‘溫

孝’라고 정했다가 나 에 ‘文孝’로 개정했다. 자리는 여러 곳이 물망에 올랐으나 

정조가 사세상 便近함을 이유로 들어 경기도 고양의 栗木洞으로 정했다.4)4)시신을 

안하는 빈궁은 창경궁의 瑤華 으로,
5)

5)신주를 안하는 혼궁은 경희궁의 泰寧門 

안 正 [泰寧殿]으로 정했다.
6)6) 

이후 6월 20일과 21일, 문효세자의 사당과 무덤의 칭호  조성 형태에 해 논

의했다. 內廟․外墓의 칭호는 소 세자․효장세자․의소세손처럼 시호를 그 로 

쓴 례를 따르지 않고 각각 의정하기로 했고, 사당과 무덤의 형태는 宮․園이 아

닌 廟․墓로 하기로 결정했다. 논의한 결과 廟號는 ‘文禧’ ‘孝懿’ ‘元禧’  ‘문희’로, 

墓號는 ‘孝昌’ ‘懿孝’ ‘裕寧’  ‘효창’으로 의정했다.
7)7) 

정조  이 까지 세자나 세손의 사당 명칭은 두 자의 시호를 쓰는 것이 일반

이었고 거기에 ‘宮’ 혹은 ‘廟’를 붙 다. 가령, 인조의 장자 던 소 세자의 사당

을 ‘昭顯宮’,
8)

8) 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의 사당을 ‘孝章宮’,
9)

9)사도세자의 

맏아들인 의소세손의 사당을 ‘懿昭廟’라고 일컬었다.
10)

10)무덤은 조선 왕실에서 조형

한 ‘陵’, ‘園’, ‘墓’  국왕과 왕후는 ‘능’, 장자가 아닌 방계에서 즉 한 국왕이 

자신의 私親을 해 조성한 무덤은 ‘원’,
11)

11)세자, 세자빈, 폐비, 후궁, 국왕의 사친

 4) 훙서부터 자리의 선정까지는 이 진, 2012 ｢정조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奎

章閣� 40, 113∼118면 참조.

 5) �承政院日記� 正祖 10年 5月 11日(癸丑).

 6)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 軌�(上)(奎 13923) 修理 承傳 ｢丙午五月二十五日｣. 혼궁 일곽의 

건축과 수리에 해서는 이강근, 2009 ｢正祖의 慶熙宮 운 과 건축｣, �서울학연구� 34, 

79-81면 참조.

 7) �文孝世子禮葬都監 軌�(上)(奎 13921) 都廳 議諡 ｢丙午六月二十日｣･｢丙午六月二十一日｣ 

; �日省 � 正祖 10年 6月 20日(壬辰)․21日(癸巳).

 8) �肅宗實 � 권61, 숙종 44년 4월 壬辰(14)․5월 己未(11).

 9) �英祖實 � 권74, 조 27년 11월 癸未(21); 권109, 조 43년 9월 壬辰(1); 권126, 조 

51년 12월 乙卯(12).

10) 의소묘는 彰義宮에 건립했고(�英祖實 � 권77, 조 28년 8월 庚寅(2)), 건립 과정에 

해서는 �懿昭廟營建廳 軌�(奎 14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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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덤은 ‘墓’에 해당했다.

외로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사당과 무덤은 각각 ‘垂恩廟’와 ‘垂恩墓’ 다가 

정조가 즉 하면서 ‘景慕宮’과 ‘永祐園’으로 승격시켰다. 곧, 廟･墓에서 宮․園으로 

격을 격상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문효세자의 사당과 무덤은 궁․원이 아닌 廟․

墓로 하기로 결정하여 ‘文禧廟’와 ‘孝昌墓’라고 칭호했다. ‘문희묘’는 ‘묘호’가 정해

지자 사당이 건립되지 않았음에도 ‘문효세자’를 가리키는 명사로 많이 사용되었

다. 이로써 세자에게 ‘궁원제’를 용한 것은 장헌세자의 경모궁과 우원(후일 顯

隆園)에 그치고 후일 조종의 례로 정착되지 못했다.
12)12)

문효세자의 상장 기간은 정조가 살아있는 가운데 문효세자가 사망하여 삼년이 

아닌 일년이었다. 훙서한 지 1년이 되는 1787년(정조 11) 5월 11일에 정조가 혼궁

[태령 ]에 나아가 祥祭[練祭]를 직  지냈다. 소상제를 기 으로 상복인 ‘齊衰

朞年服’을 벗고 약간 색이 있는 길복[微吉]으로 바꾸어 입었다. 다시 1년이 지난 

1788년(정조 12) 5월 11일에 정조가 혼궁에 나아가 大祥祭를 직  지내고, 7월 6

일 혹은 7일에 혼궁에 나아가 禫祭를 친히 지냈다.
13)13)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차가 바로 ‘入廟’이다.
14)

14)세자의 소상에서는 사당에 신

를 안하는 것을 ‘祔廟’가 아닌 ‘입묘’라고 일컬었다. 이는 신 가 안되어 있

는 사당에 들어갈 때 혹은 합사를 의미하는 ‘祔’가 아닌 새로 건립한 사당에 신

가 들어갈 때 사용했고, 존하는 련 의궤로는 �孝明世子入廟都監 軌�가 한

다. 문효세자는 비록 �입묘도감의궤�가 편찬되지 않았지만 그의 신 를 문희묘에 

11) 왕의 사친을 해 조성한 무덤을 ‘園’이라고 했는데, 원은 처음에 ‘墓’ 다가 ‘원’으로 승격

된 경우도 있었고 처음부터 ‘원’으로 조성된 경우도 있었다. 자의 표 인 사례는 조

의 생모 淑嬪崔氏의 ‘昭寧園’이 해당하고, 후자는 순조의 생모 綏嬪朴氏의 徽慶園이 해당

했다.

12) 鄭景姬, 2004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177-178면.

13) 소상제, 상제, 담제에 해서는 이 진, 앞의 논문, 125-126면 참조.

14) 입묘 이하부터 문희묘의 건립 과정은 의 논문, 126-128면 참조. 따라서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지만 수정․보완하거나 새로이 내용을 추가한 것에 한해서 각주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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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것을 ‘입묘’라고 했다. ‘입묘’는 국가 례서에 담제를 행하는 날 바로 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다면 7월 6일 혹은 7일 담제를 지낼 때 입묘 차를 

거행해야 하는데 문효세자의 경우 그날 입묘 차를 거행하지 못했다.

담제를 지내기 두 달 정도 앞선 5월 10일, 정조는 문효세자의 신주가 담제를 지

낸 뒤 입묘하지 못하는 이유로 ‘구애되는 사세가 있다[事勢之有拘]’라고만 언 했

다. 구애되는 사세가 무엇인지에 해서는 구체 으로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문희묘가 건립되지 못해서가 아닌가 추정된다. 다만 제때에 입묘 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거행할 祭奠 등의 차는 담제․입묘 이후의 제도를 따르기로 결

정했다. 이로써 문효세자의 신주는 계속 혼궁에 남아 있었다.

한편, 문희묘는 1786년(정조 10) 8월에 경모궁 남쪽 담장 밖 白虎邊에 있는 목

사 李學源의 집터 자리에 건립하기로 정했다. 이곳이 毓祥宮의 서쪽 담장 밖 터보

다 더 낫다는 신하의 말까지 듣자 정조는 최종 으로 경모궁의 백호 밖에 문희묘

의 터를 정하고 건의 역사는 다음해 을 기다려 길일을 쳐서 거행하라고 하

교했다. 

정조가 문희묘의 터를 두루 둘러볼 때 모든 이들의 의논이 매우 좋다는 말에 

完定한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여겼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경기감사 徐有防의 말

로 정조의 입장에서는 경모궁과 매우 가까워 神理와 인정상 매우 흡족할 만한 

곳이었다. 정조는 당시 남 지방에 흉년이 들어 廟役을 장 하게 하지 말라고 지

시했다.

그러다가 한 달여 뒤인 9월에 문효세자의 생모인 宜嬪成氏가 졸하자, 11월에 그

녀를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에 장례를 치 다. 그런데 정조는 9월 이후부터 신리

와 인정을 고려하여 문희묘를 경모궁이 아닌 宜嬪廟의 근처에 터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듬해(1787, 정조 11) 1월 의빈궁의 서쪽 담장 밖 

家 에 문희묘를 옮겨 짓도록 명했다. 이곳은 한양 도성 안 북부 安國坊에 치해 

있다. 의빈이 죽자 정조는 모자지간임을 배려하여 무덤과 사당을 각각 서로 가까

운 곳으로 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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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문제는 공역의 시작을 이해(1787) 가을과 내년(1788)  사이 하교를 기

다려 길일을 택해서 거행하도록 했다는 이다.
15)

15)경모궁 부근에서 의빈묘 근처로 

문희묘를 건립하게 함으로써 문희묘의 건립이 계속 미루어졌다.

1787년 5월, 의정 金致仁이 문희묘의 건 공사를 가을이 되면 시작하라는 하

교가 있었는데 이때 材木이 도착했다고 아뢰었다.
16)

16)그에 따라 도감의 설치와 당

상․낭청의 차출을 건의했으나, 정조는 도감은 설치하지 말고 당상은 작년 혼궁 

당상  서울에 있는 사람과 工判으로 差下하고, 낭 은 三曹의 낭 으로 차하하

도록 하교했다.  入啓  行用하는 문서에는 단지 ‘文禧廟營建廳’이라고 일컫도

록 했다. 

정조의 하교에 따라 곧바로 문희묘 건청 당상에 具允鈺․徐有隣․尹蓍東을, 

낭청에 金履成․鄭東敎․李晚秀를 차출했다.
17)

17)그런데 정조는 사당의 공역[廟役]

을 더 가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행하라고 교했다.18)18)6월 8일자 기사를 보면, 

이번 공역의 범 에 들어가는 두 집인 沈家와 邊家에게 아직 집 값도 치러주지 않

았고 이들에게 7월에 집을 비우고 나가게 하라는 정조의 말을 통해 여 히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19)19)진사 沈象奎의 家  값 3천냥과  목사 邊

聖和의 가사 값 1천 9백냥 도합 4900냥은 惠廳에 있는 돈으로 제 했다.
20)20)

실제 문희묘의 開基는 1788년 12월에 가서 시행되었고, 이듬해(1789, 정조 13) 4

월에 완공되었다.21)21)4월 26일에 혼궁에 가서 告動輦祭를 정조가 친행하고 이어서 

15) �文禧廟營建廳謄 �(奎 13926) 承傳 ｢丁未正月初十日｣;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1月 10

日(己卯); �日省 � 正祖 11年 1月 10日(己卯).

16)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5月 26日(壬辰); �日省 � 正祖 11年 5月 26日(壬辰).

17) 와 동일.

18)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5月 27日(癸巳).

19) �日省 � 正祖 11年 6月 8日(甲辰). 

20)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6月 8日(甲辰).

21)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4月 16日(壬寅)･18日(甲辰); �日省 � 正祖 13年 4月 22日(戊

申); �正祖實 � 권27, 정조 13년 4월 辛亥(25). 공사의 완료 시 에 해서는 각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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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문희묘로 옮겨 안한 뒤 奉安祭를 지냈다. 안제 한 정조가 직  지냈

다. 이로써 문희묘의 건립  그곳에 문효세자의 신 가 안되었다. 이후 문효세

자의 사우는 1870년(고종 7)에 懿昭廟 안의 별묘로 移奉했다가 1900년( 무 4)에 

前 永禧殿으로 옮겨 안하면서 사라졌다.
22)22)

3. �文禧廟營建廳謄 �을 통해 본 문희묘의 공간구성

조선후기에 이르러 상업경제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활과 도시공간의 변동을 가

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건축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 인 로, 1789

년 정조의 첫 번째 왕세자 던 문효세자의 사당을 짓는 문희묘 공사를 하면서 

에서는 처음으로 장인에게 일한 가에 따라,  장인의 직종에 따라 차등을 주는 

노임제가 실시되었다.23)23)이러한 품삯은 顯思宮別廟[景祐宮, 순조의 생모 綏嬪朴氏

의 사당]의 건시에 기 으로 삼는 등 이후의 건공사에 있어 요한 선례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24)

24)즉 경제  측면이 요한 사회문제로 두되면서 일한 가에 

따라 보상을 해주어야 했고, 이것은 건축공사에 그 로 반 되었다.

문효세자는 정조의 나이 31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원자 다. 당연히 정조의 

22) �增補文獻備 � 卷61, 禮 8 宮廟 ｢文禧廟｣.

23) 김동욱, 1999 �조선시  건축의 이해�, 서울 학교출 부, 15면; 尹用出, 1982 ｢17․8세기 

役夫 募立制의 성립과 개｣ �韓國史論� 8; 김왕직, 1998 �조선후기 건축공사의 건

축경제사  연구� 명지 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 논문. 조선시  각종 토목공사에 있어

서 부역군 징발체제의 변화는 17세기  이후 확 되는 모립제의 실시에서 비롯되고 있

었다. 즉 烟軍, 僧軍, 軍人 등의 노동력을 국가에서 직  징발하던 것에서 차로 상품화

된 노동력을 일정한 가를 지불하고 고용하는 방식으로 변모되어 갔다. 나아가 정조  

문희묘 건공역부터는 장인의 기량이나 일의 내용에 따라 노임을 지  받게 되었다. 즉 

건축기술자가 실질 인 고용노동으로 환되는 획기 인 변화 다. 

24) 김왕직, 1992 ｢임진왜란 이후 사묘건축 연구: 의궤분석을 통한 廟建築 심으로｣, �임진

왜란 이후의 조 활동에 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 회,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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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25)

25)더욱이 정조에게 있어 원자는 국가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26)

26)이러한 인식은 당시 법궁으로 기능했던 東闕의 공간구성

에도 커다란 향을 미쳤다. 일례로 동궐도에 重熙 으로 표 되어 있는 각이 

동궐 체의 심 역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각은 동궁의 거처로 동궐도에 표

된 각들 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각으로 묘사되어 있다.
27)

27) 희당은 정조가 

세자를 한 書筵의 교육공간으로 창덕궁에 재  6년에 건설하기 시작한 건물

로,
28)

28)이곳에서 8월 1일 세자책 을 한 習 도 진행하는 등
29)

29)정조가 세자에 

한 큰 기 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 인 궁궐 내 각이었다. 

이 듯 정조의 문효세자에 한 기 는 궁궐 내의 공간구성을 변화시킬 정도로 

25) �正祖實 � 권14, 정조 6년 9월 辛丑(7). 왕자가 탄생했다. 임 이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궁인 成氏가 胎中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했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

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

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 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을 한 뒤에 작

을 하라.’는 受敎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昭容으로 삼는다.” 하니, 신하들이 경사스럽

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뢰었다. 임 이 이르기를,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를 듣게 되었으

니, 이것이 다행스럽다.”고 했다.

26) �弘齋全書� 卷28, 綸音3 ｢元子定號陳賀日諭中外綸音｣. 무릇 민생의 안정은 국가의 형세에 

달려 있고, 국가의 형세가 공고한 것은 元良에게 달려 있다. 없을 때는 지해 주기를 빌

고 얻게 되면 기뻐하여 어쩔  모르는 것은 타고난 천성으로서 그만두고자 하나 그만둘 

수 없는 것이지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上帝가 우리 동방을 돌

아보시어 나에게 뒤를 이을 아들을 주셨으니, 국가의 명맥을 이어 나가는 것이 오늘로부

터 시작되고, 祖宗의 공덕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로부터 시작되며, 本孫과 支孫이 뻗어 가

는 데 한 詩가 오늘로부터 읊어지고, 왕실이 반석처럼 공고한 것에 한 노래가 오늘

로부터 될 것이다. “夫民生之奠安 在於國勢 國勢之鞏固 在於元良 祈嚮於未有 忭躍於

得有 此秉彝之不容已 而非有要挾於其上 然 帝眷東顧 錫我祚胤 凝圖定命 係屬自今日 祖

功宗德 維持自今日 周家本支之什 詠自今日 漢室磐石之謠 播自今日.”

27) 김동욱, 1996 ｢조선 정조조의 창덕궁 건물구성의 변화｣, �大韓建築學 論文集� 12권 11호, 

83-93면.

28) 서울시립 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편역, 1994 �궁궐지 1� 서울시립 학교 부설 서울학

연구소, 95면.

29) �正祖實 � 권18, 정조 8년 8월 甲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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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30)

30)그러한 기  만큼 세자의 신 를 안할 문희묘의 건은 당시의 여러 가

지 사회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요한 건축행 다.

<그림 1> 동궐도의 희당과 수강재 역 치

30) 궁궐의 공간운 에 따른 국정운 의 주도권을 숙종과 조 에는 궁궐을 옮겨다니는 

략을 취했지만 정조 에는 동궐에 획기 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국정운 의 주도권을 왕

권 주로 하고자 한 운 방식을 볼 수 있다(홍순민, 1996 �조선왕조 궁궐 경 과 양궐

체제의 변천�,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논문). 특히 희당에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과학기구들 즉 천문 측기구들이 즐비해 있었다(안휘  외, 2005 �동궐도 읽기� 문화재

청 창덕궁 리소). 이후 희당 주변으로 수강재가 1785년(정조 9) 8월 세자의 강학 장

소로 사용할 목 으로 건립되고(�弘齋全書� 卷54, 雜著1 ｢壽康齋上樑文｣), 순조 에는 왕

세자의 리청정 공간으로 수강재를 사용하면서, 희당은 청정하는 正 으로 하면서 別

으로 수강재를 활용하 다(�純祖實 � 권28, 순조 27년 2월 乙卯(9)). 즉 동궐 내에서 

동궁의 역이 넓게 확 되는 계기가 되었고, 과거 동궁의 처소와는 달리 동궐의 심

역으로 두되고, 한 왕과 인 한 지역으로 치하게 되면서 국왕과 세자와의 련성

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목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각구성에 

있어서 도서 과 천문 측기구 등을 설치하는 은 유교사회에서 일반 으로 보여지는 

권력과 지식의 공간구조를 보여주는 표 인 공간표상이다(박희용, 2008 �창덕궁 정  

역의 구성과 운 � 서울시립 학교 건축학과 박사학 논문).



․ 조선 정조 文禧廟의 건립과정과 공간구성  177

1) 문희묘등록의 구성과 내용

<그림 2> 문희묘등록의 도설과 각규모 설명

문희묘는 정조 13년(1789) 4월 16일 무렵 건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31)31) 

31)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4月 16日(壬寅)･18日(甲辰); �正祖實 �권27, 정조 13년 4월 辛

亥(25). 이상 3개의 기록에 문희묘의 건 일자가 각기 다르게 표 되고 있다. 즉 4월 16

일자 �승정원일기�에는 “垂訖”, 18일자 �승정원일기�에는 “完畢”, 25일자 �정조실록�에는 

“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사의 완료를 표 하고 있다. 한 �일성록�의 4월 22일 

기록에는 이미 건 역사가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日省 � 正祖 13年 4月 22

日(戊申) “營建役事 今已告訖”]. 따라서 이 기록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늦어도 4월 

22일 이 에는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정조실록�의 25일자에 완

성되었다는 표 은 그 다음날인 26일 입묘를 했다는 �문희묘등록�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기존에 공사가 완성된 이후 입묘에 앞서 공사가 끝났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실록에 기록된 날짜가 늦어졌던 것으로 단해 볼 수 있다. 한 �승정원일기�의 4

월 16일과 18일의 공사 완료에 한 표 을 검토해보면 18일자에 ‘今已完畢’로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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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묘등록�에는 개기가 정조 12년(1788) 12월 25일 子時이고, 정 는 정조 13년 

2월 19일, 입주 상량은 동년 동월 25일, 習 는 경희궁에서 4월 21일에 하고, 4월 

26일 卯時에 入廟를 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32)32)

그리고 문희묘에 한 공사기록은 애 에 도감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

게 되어 일반 으로 공사가 끝난 후에 공사의 과정에 한 기록을 만드는 형식

인 ‘의궤’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등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

다.
33)33)

�문희묘등록�의 목록은 圖說이 맨 앞에 나오고, 이어 座目, 時日, 承傳, 奏啓, 移

文, 來關, 甘結, 物力, 工匠, 工作_修理附, 排設, 節, 賞典, 燒火 등으로 구성되고 

마지막에는 채색 반차도가 실려 있다. 

특징 인 것으로는 공작 부분이 �문희묘등록�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이다. 이러한 구성은 다른 건의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34)34) 

한편 도설에는 문희묘와 의빈묘 등 각 건물의 규모에 한 사항뿐만 아니라 건

물 내부 龕室의 구성과 神榻 등에 해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

의 규모와 구조 서술에 遮陽과 遮雨  甲帳, 壁欌시설에 한 내용, 묘건축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8일 이 에 공사는 완료되었을 것으

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국 문희묘의 건역사는 정조 13년 4월 16일 완료되었던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2) 개기와 정 , 입주 등 모든 공사에 있어서 남쪽의 것을 먼  시행했다.

33) �日省 � 正祖 13年 4月 22日(戊申). 좌의정 李性源 아룀. “ 건하는 역사가 재 이미 

끝났습니다[左議政李性源啓  營建役事 今已告訖]. 처음부터 도감을 설치하여 各司에 책

응하게 한 일은 없었지만 의궤는 만들어 내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호조 서 徐有隣은 

“경비와 련하여 貢契에 폐단되는 것들은 가져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각사에 關

文이나 甘結을 보낸 일이 없으니 의궤를 양식 로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별도로 謄

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戶判徐有隣曰 今番凡係貢契之關於經費  不爲取用 

故別無關甘各司之事 軌則恐難依樣 別成謄 以置似宜矣].” 

34) 이는 �문희묘등록�이 만들어진 사회  상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처음으로 장인의 기량과 직종에 따른 노임제를 실시하게 되자 이에 한 건축공사의 

과정에 한 소요 물량을 세세하게 기록하게 되자 ‘공작’ 부분의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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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게 翠屛이 공간구성 요소로 사용된 , 개축하는 우물의 돌은 昭顯廟를 철훼

해서 가져다가 사용했던 내용 등 다양한 기록들에 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한 명칭에 있어서 新建과 新造, 修補, 變作修補, 修理, 新築 등에 한 용어가 각

기 달리 사용되고 있어 건축용어의 이해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다.
35)35)

이 듯 �문희묘등록�의 공작 부분에는 각 건물에 소용되는 기둥, 보, 도리 등 

구조재에 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의 내용과 앞선 도설의 

서술을 토 로 문희묘 체의 각구성  규모와 련된 내용을 역별로 구분하

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6)36) 

35) 신건과 신조는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는 같으나 신건은 건물이나 문 등을 새롭게 구성하

는 공사에 사용되는 반면 신조는 건물 내부의 시설물인 감실과 신탑, 차양 등을 새로 만

드는 공사나 문에 있어 문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

고 있다. 수보와 변작수보․수리는, 장기인의 �신편 한국건축사 �(보성각, 1996)에 따르

면, 수보는 건물들의 낡고 허물어진 곳을 고쳐 만드는 일로 보수와 동일한 용어로 설명

되고, 수리는 손상된 건축이나 기물을 고치는 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신축은 빈 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반면, �문희묘등록�의 내용을 검토하면 

수보는 추녀나 산방, 서까래, 마루 등을 교체하는 공사 등에 사용되고, 변작수보는 기둥

이나 추녀, 도리, 공 등의 부재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아 형태를 다르게 하면서 교체하

는 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수리는 내부의 벽이나 바닥의 마감, 주렴, 칠 등의 

공사에 사용되고, 신축은 담장 등을 조성하는 공사에 사용되고 있다. 공사의 각 용어에 

해서는 다른 건의궤류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용어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 �문희묘등록�의 도설에는 문희묘와 의빈묘 등 각 각과 시설물의 명칭과 칸수 등 규모

에 해서 서술되어 있는데, 첫째로 문희묘를 심으로 한 역을 설명하고, 이어서 어재

실 역, 의빈묘 역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담장에 해 서

술한다. 서술의 형식을 보면 문희묘와 어재실, 의빈묘는 다른 씨보다 로 한칸 더 올

려 써서 각 역의 표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담장의 설명은 올려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담장의 내용은 내부와 외부 체 담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서술 형식을 기 으로 문희묘와 어재실, 의빈묘, 기타로 구분해서 각 

역의 구성과 규모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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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희묘와 의빈묘 각  시설물 구성도(�문희묘등록�의 도설을 바탕으로 재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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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각  시설명 칸수 치번호 규모

문희

묘

정당(正 ) 9( 幷) 1 新建, 3칸＊2칸(3칸)

이안청(移安廳) 1 2 新建(추정), 1칸＊1칸

내신삼문(內神三門) 3 3 新建 : 3칸＊1칸

배설청(中排設廳) 3 4 新建 : 3칸＊1칸

제기고(祭器庫) 3 5 新建 : 3칸＊1칸

신삼문(中神三門) 3 6 新建 : 3칸＊1칸

내 입 처(內官入接處) 3 7 新建 : 3칸＊1칸

수복입 처(守僕入接處) 3 8 新建 : 3칸＊1칸

향 청(香大廳) 6 9 變作修補 : 4칸＊1.5칸

사청(典祀廳) 5.5 10 變作修補 : 4칸＊1칸, 1.5칸＊1칸

외행각(外行閣) 25 11 제집사방 15칸＊1칸, 외행각 1칸1＊1칸

외 문(外大門) 3 12 新建 : 3칸＊1칸

서외행각(西外行閣) 13( 幷) 13 修補 : 7칸＊1.5칸, 3칸＊1칸

남외행각(南外行閣) 4.5 14 修補 : 4.5칸＊1칸

후 문(後大門) 1 15

정(井) 2개 16 구제정(남쪽) 신소정(북쪽)

망료 (望燎位) - 17

수목 2개 18

정당 동ㆍ서변 일각문 각 1칸 19 新建  

외신삼문 서변 평 문 1칸 20 新建  

외 문 남변 문 1칸 21 新建  

남ㆍ서행각 북변 문 1칸 22 新建 

향 청 문 1칸 23

사청 문 1칸 24

제집사방(諸執事房) - 25

어재

실

어재실(御齋室) 11.5(12) 26 修補 

재실 문(齋室大門)
1+1

( 문)
27 新建 : 1칸＊2칸( 문포함)

좌우행각(左右行閣) 3 28 新建 : 1칸＊3칸

서행각(西行閣) 7(8)
37)

37) 29 變作修補 : 1칸＊8칸

문(中門) 1 30 變作修補 : 1칸＊1칸

의빈

묘

정당(正 ) 9( 幷) 31 3칸＊2칸(3칸)

이안청(移安廳) 1 32 1칸＊1칸

<표 1> 문희묘등록의 역별 건물  시설물 구성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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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문(神三門) 3 33 3칸＊1칸

배설청(中排設廳) 3 34 3칸＊1칸

제기고(祭器庫) 3 35 3칸＊1칸

향 청(香大廳) 5(4.5) 36 新建 : 조과청으로 고려됨, 3칸＊1.5칸

제 방(祭官房) 4(3) 37 修補 : 상직방으로 고려됨, 3칸＊1칸

망료 (望燎位) - 38

조과청 남쪽 문 1칸 39

일각문? 40

일각문? 41

일각문? 42

기타

내장(內墻) 121.5간

담장

문희묘 76.5간, 의빈묘 45간

외장(外墻) 86간

취병(翠屛) 재실 북면 23간, 

* 블록단 는 칸, 길이단 는 간으로 표 함.

2) 문희묘 역의 각구성 추정

문희묘 역을 도설의 설명을 기 으로 각과 시설물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당

과 이안청, 신삼문(내신문), 배설청, 제기고, 신삼문( 신문), 향 청, 사청, 

내 입 처(내 방)와 수복입 처(수복방), 외행각, 외 문, 서외행각과 남외행각, 

후 문과 어정 등으로 구성되고, 도설의 내용에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그림에는 

외행각 서측으로 제집사방이 연속되어 있고, 정당 서쪽으로는 망료 가 치하고 

있으며, 정당 양 에는 수목이 각 하나씩 있고, 이외에도 일각문( 문, 문) 등이 

표 되어 있다.

먼  문희묘 역의 심건물인 정당의 평면구성과 구조형식을 추정하기 한 

주요 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은 퇴를 아울러[ 幷] 9칸으로, 들보[大

椺] 2개, 高柱 2개, 平柱 10개, 童子柱 6개, 合長椺 4개, 從椺 4개, 椺 2개, 昌方 

15개, 굴도리[仇兀道里] 15개, 장 [長 ] 15개, 익공[初立工] 8개, 무익공[無立

37) 도설에는 7칸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공작조에는 8칸으로 나오고, 도설에 보이는 그림에서

도 8칸으로 되어 있어 8칸을 7칸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제 방에 있어서도 3칸을 4

칸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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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희묘정당 평면추정

工] 8개, 단익공[單立工] 4개, 보아지[椺阿只] 4개, 案草工 2개, 行工 2개, 臺工 4

개, 소로[ 累] 95개, 柱頭 18개, 서까래[長

椽과 短椽]와 부연[付緣]이 각 70개가 사용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 로 정당의 평면구성과 구조형식

을 추정해 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의 구성

이지만 체 9칸과 퇴보가 있는 것으로 보

아 면에 반칸폭의 퇴칸을 구성하고 분합

문을 설치하여
38)

38)내부공간 으로는 측면 3

칸의 구성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고주 2개는 면부 안쪽 앙에 2개가 사용

된 것으로 보이고, 후열과 측면으로 10개

의 평주가 구성되는 평면구성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건물의 후면과 좌우 측면은 

모두 화방벽[火防甎_半方甎]으로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박공 4개가 사용

된 것으로 보아 지붕은 맞배지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39)

39)기둥은 圓柱石 12塊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기둥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 겹처마에, 

지붕에는 용두 2개가 올려져 있고, 정당 사면으로는 월 가 구성되며, 당 내외에는 

方甎을 깔고, 어로가 구성되어 어로에도 방 을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前庭에는 

돌[磚石]을 깔고 후면 처마 아래에도 돌을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규모와 련되어서는 1고주 5량가로 짐작되고, 들보가 길이 16척이고, 

퇴보가 6척으로 되어 있으며, 창방과 굴도리가 각 9척으로 되어 있어 정면은 1칸

이 략 2.79ｍ, 측면 1칸은 3.41ｍ로 체 6.82ｍ에 1.86ｍ의 퇴가 포함되는 규

38) 수리조에 정당 분합문이 12개로 되어 있어 1칸에 4짝씩의 분합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

고, 이안청에도 4짝의 분합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당 내외  이안청 바닥에

는 갈 를 엮어서 삿자리를 깔았다고 되어 있다[“正 內外及移安廳下排 簟所入正二十

束”].

39) 도설에는 팔작지붕으로 표 되어 있는데 잘못 그려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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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안청 평면추정

모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면 3칸의 체 길이는 8.37ｍ 내외, 측면은 6.82

ｍ 내외의 규모로 단된다.
40)

40)높이는 고주에서 11척 6

, 평주가 9척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정당은 단청을 

했으며 내부에 설치되는 감실, 神榻은 모두 새로 만들

어 설치했다[新造]. 

이안청은
41)

41)1칸으로, 기둥 4개, 보 2개, 도리 3개, 창

방 2개, 장여 3개, 주두 4개, 소로 12개, 공 2개, 단입

공[單立工] 4개, 화인벽[畫引壁] 2개, 용두 2개, 풍차

, 박공 등의 재료명으로 보아 사방 1칸의 맞배지붕

을 한 건물로 지붕에는 용두가 올려져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한 건물 후면  좌우에는 화방벽[半防甎]을 구성했고, 건물 내부  처마 

의 섬돌 에는 方甎을 깔았으며, 기둥은 圓柱石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둥근기

둥인 것으로 보인다. 공포는 익공식에 내부 천정은 반자로 마감한 우물천정으로 

짐작된다.

건물 규모와 련되어서는 3량가로, 보와 도리, 창방이 모두 9척 5 으로 동일

한 것으로 보아 사방 2.94ｍ의 평면구성으로 보이고, 기둥 높이는 8척으로 2.48ｍ

이다.

내신문과 배설청, 제기고는 각 3칸으로, 기둥 20개, 보 10개, 도리 27개, 공 

10개, 박공 12개 등의 재료명으로 보아 내신문과 배설청, 제기고는 도설에서 보

여지는 것처럼 일렬로 붙은 건물군으로 보이고 박공이 12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모두 맞배지붕을 하지만 각각의 지붕 높이는 차이가 있는 별도의 지붕을 한 것으

로 짐작된다. 즉 앙의 내신문이 높고 배설청과 제기고의 지붕은 약간 낮게 되

며, 각각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제 정면 9칸의 긴 건물군으로 보이고, 지붕 가

40) 조선시  조척의 단  길이는 략 31㎝ 내외로 산정하 다. 윤장섭, 1985 ｢한국의 

조척도｣, �筱愚尹張燮敎授 華甲記念論文集 建築學硏究�, 63-82면.

41) 문희묘등록에는 新建인지 아닌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재료명으로 보아 新建으로 짐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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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3량가로 단된다.

한 배설청은 12개의 분합문이 있는 으로 보아 1칸에 4짝의 문이 구성되

었음을 알 수 있고, 를 막는 차일인 유둔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2)

42)제기고

는 내부와 처마 으로 방 을 깔았던 것으로 보이며, 3층장 2坐가 새롭게 만들어

졌다. 내신삼문은 방주석으로 20塊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배설청과 제기고 모두 

방형의 기둥을 사용했던 것으로 고려된다.
43)

43)아울러 어로가 돌로 설치되고, 배설

청과 제기고에는 답석[踏石_디딤돌]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수리조에는 내신삼문의 정문과 좌우 문에는 검푸른 무명의 甲帳
44)
을44)시설[鴉

靑木甲帳]했다고 설명하고, 정당 역의 동서변 담장의 일각문에도 설치했다고 되

어 있다.

<그림 6> 내신문과 배설청, 제기고 평면추정

외신삼문( 신문)과 내 입 처(내 방), 수복입 처(수복방)는 각 3칸으로, 기

둥 20개, 보 10개, 도리 27개, 공 10개, 박공 8개 등의 재료명으로 보아 내신문과 

배설청, 제기고의 건물군과 유사한 평면구성으로 보인다. 

내 방
45)
은45)분합과 獨窓이 있으며, 부엌 문[廚板門]이 재료명에 있는 것으로 

42) 수리조에 배설청은 仰遮六油芚 이라고 되어 있다.

43) 보통 신삼문의 기둥은 원형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문희묘등록에는 방주석이라고 

언 된 것으로 보아 네모기둥일 경우로 고려했다.

44) ‘갑장'이란 본래 '甲乙帳'을 인 말로, 동방삭이 천하의 온갖 진귀한 진주로 장식하여 武

帝에게 만들어  최고  침실용 장막커튼이었다고 한다. 동방삭은 두 개의 장막을 만들

어, 그  좋은 '갑장'은 신을 모시는 神殿에 치고, 나머지 '乙帳'은 무제의 침실에 사용했

다고 한다. 한정주, 2006 �천자문뎐�, 포럼, 192-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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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부엌이 딸려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벽장틀[壁欌機]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온돌과 마루[枺樓]가 각 1칸씩 있는 구성으로 보인다. 수복방도 분합

과 독창이 있으며, 부엌이 딸려있는 것으로 보이고, 벽장틀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료명에 용두 2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삼문 지붕에는 용두가 올려져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내 방과 수복방에 온돌과 마루가 각 1칸씩
46)

46)구성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한 외신삼문은 원형기둥으로 고려되지만, 내 방과 수복방은 방형기

둥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문희묘 정당 일곽의 담장은 內東墻 13간, 西墻 13간, 北墻 15간, 南墻 4간

으로 총 45간이 신축되었고, 신삼문 밖의 동장은 5간, 서장 5간, 남장 4.5간으로 

한 신축되었다.
47)

47)아울러 정당의 동변과 서변에는 일각문[二木只門]이 각각 1개씩 

새로 만들어졌다. 이는 담장보다 약간 높은 솟을문으로 짐작되고 2개씩의 문으

로 구성된 문으로 보인다. 한 외신삼문 서변에도 平中門 1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소요재료로 보아 이것도 기둥 2개와 2짝의 문으로 구성되는 일각문으로 보이지

만 지붕의 형식은 평문으로 정당 역의 일각문과는 차이가 있다.

향 청 6칸은 고쳐서 수보[變作修補]했다. 재료명에 추녀[春 ]가 있는 에서 

팔작지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변과 서변 각 1칸은 방으로 구성되고, 마루와 퇴

를 아울러 4칸[枺樓 幷四間]의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앙부 2칸은 마루

로 된 평면구성을 하며, 동서쪽 방과 앙부 마루 면으로 반칸폭의 퇴가 덧붙여 

있어 면  단 로 총 4칸의 廳이 구성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도설에도 정면 4칸에 

45) 공작조에는 守宮房으로 되어있으나 내 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된다.

46) 수복방 기술에 ‘合溫堗二間’ 으로 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내 방과 수복방에 각 

1칸씩의 온돌이 있는 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수리조에 각각 마루 1칸이 언 되고 

있는 에서 마루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47) 1간은 길이 단 로 략 1.8ｍ이고, 따라서 정당 일곽의 개략 인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내신문 안쪽의 공간은 가로 15간으로 27ｍ, 세로는 13간이지만 좌우변에 문이 

하나씩 구성되고 있어 략 가로크기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문의 공간은 가로는 

동일하게 구성되고, 좌우변은 5간으로 9ｍ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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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퇴가 구성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청 5.5칸도 고쳐서 수보[變作修補]했다. 재료명에 추녀가 있지만 도설에 

사청 건물이 ‘┘’로 꺽인 집으로 보아 꺽이는 부분은 추녀가 들어갔을 것이고, 외

부로 드러나는 부분이 팔작지붕 형식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방 1칸 수보시 온돌 

1칸을 돌로 고쳐 갖추었다는 것으로 보아 온돌이 깔렸을 것으로 보이고, 마루 

2.5칸이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설을 참고로 살펴보면 정면으로 4칸이 구성

되고 북쪽으로 1칸 반이 덧붙여진 ‘┘’자 건물로 짐작된다. 

<그림 7> 향 청(좌)과 사청(우) 평면 추정

향 청과 사청 일곽을 두르는 담장으로, 향 청 뒤쪽 담장은 7.5간, 사청 동

쪽 담장은 4.5간, 북쪽 담장은 5간으로 17간의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정

확하게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리고 사청과 향 청의 출입문

으로 1칸씩의 문 2개가 있고, 이는 기둥 4개, 도리 2개가 소용되는 것으로 보아 

문기둥이 2개로 구성되는 일각문으로 보인다. 

외 문 3칸은 새로 지었는데, 기둥 10개, 보 4개, 도리 9개, 장  4개, 박공 8개, 

용두 2개 등의 재료명으로 보아 지붕에 용두를 올린 삼문으로 보인다.
48)

48)특이한 

으로는 일반 인 삼문형식처럼 정면 3칸, 측면 2칸의 문으로 구성될 경우 기둥 

48) 도설에는 앙부 1칸이 약간 높게 되어 있어 앙문 지붕 에만 용두가 설치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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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있어서 12개가 되어야 하지만 기록에서는 기둥이 10개 소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칸수에 있어서도 6칸이 아닌 3칸으로 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기둥수와 측면의 칸수에 있어서 약간 특이한 구성을 했던 것으로 고려된다. 즉 측

면 앙의 기둥이나 앙부 2개의 기둥을 생략한 구조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에 한 구조체계는 다른 사례들을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9)

49) 문 

에는 새로 지은 挾中門이 있는데 재료에 기둥 2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칸의 일각문으로 단된다.

한편 외곽 담장은 우선 북쪽으로 16간, 서쪽은 38간, 남쪽은 18간, 동쪽은 3.5간, 

그리고 문 밖 아래의 모퉁이 담장은 반간, 宜嬪宮 뒤쪽의 북쪽 담장은 흙담장과 

함께 10.5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외행각은 25칸으로 새로 만들었다. 기둥 55개, 도리 75개, 보 26개, 박공 6개 등

의 재료와 도설에서 외행각과 제집사방이 서로 연 하면서 제집사방이 약간 남측

으로 튀어나온 것으로 보아 외행각과 제집사방의 한칸 정도가 연이어져서 구성되

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 도설에서 칸수를 세어보면 제집사방은 15칸으로 되어 

있고, 외행각은 10칸(겹치는 부분 포함하면 11칸)으로 되어 있어 체 25칸이라는 

칸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공작조에 외행각 25칸은 제집사방의 칸수를 포함한 것으

로 이해된다. 아울러 25칸이라는 구성은 긴 구성으로 아무리 칸의 간격이 좁아도 

길게 구성되기에 도설에 보이는 것처럼 외행각 25칸과는 별도로 제집사방의 칸수

가 합쳐지면 도설에서처럼 보이는 건물의 구성이 형성되기 어렵다. 그리고 칸수가 

25칸에 기둥의 갯수가 55개라는 에서도 외행각과 제집사방은 서로 연 되면서 

구성되는 긴 건물로 단된다. 

수리조를 보면 외행각[남외행각으로 서술됨]은 실의 구성이 제1온돌 1칸, 마루 

1칸, 제2온돌 2칸, 마루 1칸, 제3온돌 1칸, 제4온돌 2칸, 마루 1칸, 제5온돌 1칸으로 

차례로 설명되고 있는 에서 10칸의 실이 온돌과 마루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한 제집사방도 서온돌 1칸, 동온돌 2칸 등이 설명되고 있는 에서 온돌이 

49) 여기서는 3칸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앙칸 양 으로 기둥 2개가 들어간 형식으로 고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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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외행랑과 남외행랑 평면 추정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0)50)

西外行廊은 퇴를 합쳐 13칸이고, 南外行

廊은 4.5칸으로 총 17.5칸의 건물을 修補했

다.
51)

51) 한 後大門 1칸이 남외행랑에 치

한다. 이는 도설에 보이는 건물의 모습과 

칸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재료에 가마루[假枺樓] 2칸,  4개, 

마루, 측간 1칸 등이 설명되고, 우물 남

변의 中門은 새로 만들었는데 기둥 2개를 

사용하는 일각문으로 보이며, 우물에는 뚜

껑을 덮었고 주변으로는 돌을 깔았던 것

으로 보인다. 

3) 어재실 역의 각구성 추정

어재실 역은 도설의 설명으로 고려하

면, 어재실과 재실문, 그리고 문 좌우의 행

각과 서행각, 서행각에 붙은 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어재실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닌 기존 건물을 修補한 것이고, 도설에는 단

지 체가 11.5칸으로만 설명된다. 따라서 건물의 평면  구조를 추정하기는 어렵

다. 다만 추녀 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도설에서처럼 팔작지붕을 구성한 부분

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청, 벽장문, 루문, 퇴루 등의 용어가 확인되는 에서 

50) 공작조에는 마루 3칸, 가마루[假枺樓] 5칸, 방 10칸을 새로 만들었고, 부엌 5칸이 있으며, 

측칸 1칸 등의 실명이 서술되고 있지만 정확한 실의 구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51) 도설에서는 행랑이 아닌 行閣으로 설명되어 있다. 한 서외행랑 13칸은 남외행랑과 연

하는 부분의 칸 구성에 있어서 도설에서는 표 되지 않았지만 1칸이 더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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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어재실 정문과 문  

좌우행각 평면 추정 

<그림 10> 어재실 평면 추정

퇴와 루가 구성된 평면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52)

52) 한 북쪽에는 假  4칸을 새로 만

들었는데, 여기에는 난간이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서북 양변에는 벽을 하고, 뒤쪽 방

의 부엌[後房廚]은 수보를 했으며, 북변 차

양(遮陽) 6浮와 서변 차양 3부를 새로 만들

었다. 월 에는 방 을 깔았고, 화계와 복숭아

나무를 심은 축 석[紅桃築臺階石]의 재료명

도 보인다. 어재실 면 담장은 9.5간이고, 북

변의 翠屛은 23간이다. 

재실 정문은 1칸, 문 1칸, 좌우 행각은 3

칸으로 모두 새롭게 만들어졌다. 도설에는 정

문을 심으로 좌우가 각 2칸으로 되어 있으

나 이는 문을 포함해서 좌우를 2칸으로 맞

추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문은 도설에 명

확하게 어느 쪽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일반

으로 보아 동쪽의 행각에 1칸의 문이 구성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재료에 고주 4개, 평주 8개, 보 6개, 도리 

15개, 공 6개, 박공 8개 등의 재료명으로 

보아 재실 정문이 고주 4개를 사용한 솟을문 

52) 수리조에는 어재실의 수리내용을 각 실별로 서술하고 있는데, 온돌 3칸, 루 1.5칸. 청 3

칸, 퇴루 1.5칸, 동 방 1.5칸, 루 1.5칸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리조의 내용으로 보면 어재

실의 칸수는 체 12칸이 된다. 따라서 도설에 11.5칸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 칸수의 계

산에 있어서 도설과 수리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도설의 ‘Ｔ’자형 

평면을 고려해볼 때 략 인 평면구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도설에 보이는 것처

럼 서쪽의 퇴가 달린 것으로 묘사된 부분이 4칸으로 보이는 모습은 잘못 표 된 것이 아

닌가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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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향 청 평면 추정

형식의 정면 5칸 측면 1칸의 건물로, 지붕은 맞배지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루 3칸과 화방벽 2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행각은 모두 우물마루를 깐 것으로 보

이고, 벽체는 일부가 화방벽[半方甎]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행각 8칸은 형태를 고쳐서 수보[變作修補]했다. 그리고 남쪽 방 2칸은 돌[磚

石]을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쪽 어디엔가 방이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루

도 1칸을 새로 만들었으며, 화방벽도 半防甎으로 개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설을 

보면 서행각은 어재실 서쪽에 남북으로 구성되면서 남쪽에 3개의 행각이 구성되고, 

그 에 1칸의 문이 있으며, 다시 그 북쪽으로 5칸의 행각이 구성되는 모습을 하

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공작조의 기록과 규모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의빈묘 역의 각구성 추정

의빈궁(의빈묘) 造果廳은 퇴를 합쳐 

4.5칸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기둥 12개, 

도리 9개, 보 4개, 공 4개, 박공 4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정면 3칸에 면

으로 반칸폭의 퇴가 붙은 측면 1.5칸의 

평면구성으로 단되고, 지붕은 맞배지붕

으로 보인다. 조과청은 도설에서 향 청

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려되고,53)53)도설 에서 5칸이라고 설명된 부분은 공작조에서 

4.5칸으로 기술되고 있어 오기로 보인다.54)54) 한 조과청에는 板壁欌 2칸이 있고, 

53) 공작조에 造果廳으로 설명되고 있는 건물은 도설에 의빈묘의 서편 담장 밖에 있는 향

청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된다. 즉 서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남쪽의 담장과 문이 

언 되는 과, 제 방을 상직방으로 설명하고 있는 , 도설에 보이는 건물그림에서 퇴

가 있는 건물은 ‘ 幷’ 몇 칸으로 설명되고 있는  등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54) 이러한 칸수의 오기는 상직방(제 방)에서도 보여진다. 즉 도설에서 제 방은 3칸으로 

구성된 그림으로 묘사되지만 4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문희묘의 제 방과 수복방 등이 

3칸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빈묘의 제 방도 동일하게 3칸으로 단된다. 따

라서 4칸은 3칸의 오기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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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3칸 반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쪽 담장은 3간이고, 남쪽에 치

한 문 1개는 기둥이 2개 소용되는 것으로 보아 일각문으로 단된다. 

상직방(上直房, 제 방)은 3칸으로 수보한 것으로,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짐작된

다. 한편 이안청 지붕 에는 遮雨 시설을 나무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의빈묘와 이안청, 의빈묘 남쪽의 내신문과 배설청, 제기고 등은 도설에 표

된 각 건물의 모습과 칸수로 미루어보아 문희묘와 거의 유사한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문희묘  의빈묘의 공간구성 추정

문희묘를 비롯한 사묘건축은 �漢京識略�에서는 廟殿宮의 분리기  속에서 설명되

고, �東國輿地備 �에서는 壇廟에서 기술되고 있다. 반면 �한경지략�과 �동국여지비

고�의 사묘 설명에는 문희묘가 언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반 으로 말하는 

사묘건축에 한 연구에 앞서 명확한 용어상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묘와 의빈묘는 다른 사묘와는 달리 두개의 묘가 하나의 입지에 구성된 특

이한 공간구성을 한다. 한 이 두개의 묘는 정조 의 정치 인 상황과 사회문화

 상황, 경제 인 여건 등과 맞물려 당시의 시 상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역

사 인 단 를 제공하기도 한다. 

묘공간의 체 구성은 두개의 묘공간이 함께 구성된다는  외에 다른 일반

인 묘건물과 유사한 공간구조를 한다. 즉 垂恩廟, 永禧殿처럼 강한 심축을 구성

하면서 단계 으로 진입하는 구성체계를 하지 않고 축이 한번 꺾여서 진입하는 방

식을 취하지만, 외삼문과 삼문( 신문), 내삼문(내신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진입동선 체계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한 각 정당으로의 진입에 있어서도 공통

으로 2개의 문을 거쳐 들어가는 구성을 한다. 의빈묘로의 진입에 있어서는 내신문

이 있고 신문이 없지만 이를 취병이라는 가변시설을 이용하여 시선을 차단함으

로써 신문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공간구성의 특징을 보이는 문희묘와 

의빈묘의 공간  배치를 도설과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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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문희묘  의빈묘의 공간구성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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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정조의 맏아들 문효세자의 신 를 안한 문희묘의 건립과정을 여러 찬자료

와 문헌을 심으로 살펴보았고, �문희묘 건청등록�의 도설과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구성에 해 추정해보았다. 

1786년에 문효세자가 훙서하고 상장례를 마친 뒤 문희묘에 그의 신 를 안해

야 하는데 담제를 마치고도 안하지 못했다. 문희묘는 처음에 정조가 경모궁 부

근에 건립하도록 터를 정했다가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 성씨가 졸한 뒤 그녀의 

사당인 의빈묘 근처에 터를 정했다. 그 밖에 더 를 제외하고 특별한 이유가 문헌

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희묘의 공역은 계속 미 졌고, 1789년(정조 13) 4월에 가

서야 완공되었다.

문희묘가 건립된 후 건립 과정을 기록한 �문희묘 건청등록�을 편찬했다. 여기

에는 문희묘만이 아니라 의빈묘까지 圖說로 제시하여 두 사당의 체 인 공간구

성을 묘사해 놓았다. 

�문희묘등록�의 도설과 내용을 보면 체 역은 문희묘와 어재실, 의빈묘 역

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체를 에워싸는 담장의 규모에 해 

설명했다. 

사당[廟] 공간의 체 구성은 두개의 묘가 하나의 역에 치한 특징을 보이

지만 다른 일반 인 묘건물과 유사한 동선체계를 하고 있다. 반면, 공간구성에 취

병을 이용한 은 다른 묘건축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요소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희묘등록�은 新造와 新建, 修補, 修理, 新築 등 건축공사와 련된 

용어의 이해와 일반 으로 공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의궤’라 명칭하지 않

고 ‘등록’이라고 한  등에서 자료  가치가 매우 높다. 한 정조  동궐의 공간

구성 변화와 조선후기 상업경제의 변동과 함께 사회 ․정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요한 건공사 다.

문희묘 하나의 사당만을 사례로 들어서 체 논지를 개했기 때문에 사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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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다른 세자의 사당과 비교할 때 문희묘의 특징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사도세자의 垂恩廟(후일 경모궁)와 효명세자의 문호

묘, 그 밖에 懿昭世孫의 사당인 懿昭廟 등과의 비교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논문투고일(2013. 4. 30),   심사일(2013. 5. 23),   게재확정일(201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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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Mun’hi-myo(文禧廟) Shrine 

during Joseon king Jeongjo’s reign, and the internal composition

Lee, Hyeon-jin․Park, Hi-yong

In 1786, when Crown prince Mun’hyo Seja(文孝世子) died and the funeral and burial 

service(喪葬禮) for him was completed, his tablet(神位) was set to be enshrined at the 

Mun’hi-myo(文禧廟) Shrine. But his tablet was enshrined only after a great deal of time 

had passed. Prior to the Mun’hi-myo Shrine’s construction, Crown prince Mun’hyo’s 

biological mother Euibin Seong(宜嬪成氏) died too, and the construction of the 

Mun’hi-myo Shrine was delayed, for it to be constructed in the vicinity of Euibin’s 

Shrine(宜嬪廟).

After the Mun’hi-myo Shrine was constructed, the �Mun’hi-myo Yeong’geon-cheong 

Deung’rok(文禧廟營建廳謄 )�, a documented record of the construction process, was 

published. Not only the layout of the Mun’hi-myo Shrine but also that of the Euibin 

shrine were both included in the book, with pictures(圖說). The entire area was composed 

with two Shrines in one space, but showed similarity with other normal shrines as well. 

The unique aspect of this one is that it used folding screens(翠屛) to create sections 

inside the space.

The construction of the Mun’hi-myo shrine was an important event which lets us know 

how the internal compositions of the Eastern palace(Dong’gweol, 東闕) changed during 

king Jeongjo’s reign, and how the commercial economy was flowing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Mun’hi-myo(文禧廟) Shrine, Crown prince Mun’hyo Seja(文孝世子), 

Euibin’s Shrine(宜嬪廟), Mun’hi-myo Yeong’geon-cheong Deung’rok(文禧

廟營建廳謄 ), folding screens(翠屛), Eastern palace(Dong’gweol, 東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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